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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작하기

1. CADPOWER 사용환경
CADPOWER 는 ZWCAD & AutoCAD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매 시 ZWCAD 와 AutoCAD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구매하여야 CADPOWER 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DPOWER 2017/2018 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AutoCAD & ZWCAD 지원하는 버전은 홈페이지 참조

1) 프로세서 : Intel®Pentium®4 프로세서 또는 AMD® Athlon 2.2GHz 이상 또는 Intel 또는 AMID 듀얼 코어
프로세서 1.6GHz 이상
2) RAM : Windows XP(2GB), Windows Vista(2GB), Windows 7(4GB), Windows 8(4GB) 3) RAM : 2GB(4GB 이상 권장)
3) HDD : 설치 용량 500MB
4) 그래픽 카드 : 1280x1024 32 비트 컬러 비디오 디스플레이 어댑터(트루컬러)128MB 이상, OpenGL® 또는
Direct3D®
지원 워크스테이션급 그래픽 카드

CADPOWER 를 구입하신 정품 사용자는 설치 후 등록을 하셔야 기간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AutoCAD
or ZWCAD 가 설치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T. 02)830-5200)

2. CADPOWER ZWCAD설치하기
CADPOWER ZWCAD 설치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프로그램 사용계약서를 보고 동의할 경우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다.

CADPOWER ZWCAD의 설치 구성 요소를 선택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CADPOWER ZWCAD가 설치될 경로를 설정한다. 설치경로를 수정하려면 '찾아보기'버튼을 클릭하여 다른 경로
를 설정한다. 설치 경로가 올바르게 입력되었으면 '설치'버튼을 클릭한다.

CADPOWER ZWCAD가 설치되는 진행 과정이 표기된다.

설치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면 '마침'버튼을 클릭한다.

3. 권한코드 발급

1) 온라인 인증 등록
① CADPOWER ZWCAD 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고 30 일 동안 기능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② ‘온라인 인증 등록'에 체크한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대화창이 나타난다.
한번이라도 등록 후에는 재등록만 가능하며, 재등록인 경우 신규 등록때 입력한 정보와 유저의 정보가 동일해야 한다.

③ 상품 라이센스와 고객명, Email 을 입력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인증’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된다.

2) 오프라인 인증 등록

오프라인 인증 등록을 선택하고 ‘선택한 방식으로 인증 진행’을 클릭한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30일 동안 사
용이 가능하다.

요청코드 및 승인코드 인증창이 나타난다.

요청코드 아래 ‘생성'을 클릭하면 요청코드가 생성된다.

예문보기’를 눌러보면 아래와 같은 요청 메일 예문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할 때 받은 라이센스 코드와 ③에서 생성된 요청코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support@krinfra.co.kr 로 보내면
승인코드를 받을 수 있다.

상품 라이센스와 메일로 받은 승인코드를 ‘승인코드’란에 넣은 뒤 ‘프로그램 인증’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된다.

4. LiveUpdate
라이브업데이트

기능의

제공으로

최신의

CADPOWER 을

항상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Cadpower.exe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LiveUpdate 검사를 실행하고, 만약 사용자 프로그램이 하위 버

전일 경우 LiveUpdate 화면이 보이게 된다.

1) LiveUpdate
업데이트 화면은 최신 버전과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현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5. CADPOWER의 명령어 및 단축키
Cadpower 에는 많은 명령어가 있다. 모든 명령어를 숙지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알아두면 유용한 명령어들을 정리해보았다.



환경 설정

① 시작 관리자 - DDStart(DDS)
② 다중도면 탭 - MDITab(MDITAB)
③ 작업 창 - WorkPanel(WORKPANEL)
④ 환경 설정 탭 - Options(OPTIONS)
⑤한계 갱신 - LimitsUpdate(LIU)
⑥조준창, 선택 상자 - AperturePickBox(OPS)
⑦ 스냅, UCS 각도 조정 - SnapUcsMode(SUA)
⑧메뉴 설정 갱신 - MnuUpdate(MNU)
⑨ 단축 명령 설정 - OneKey(ONE)
⑩단축키 설정 갱신 - PgpUpdate(PGP)



이미지

① 그림 파일 부착, 제거(ACLT 전용)
그림 파일 부착(ACLT 전용) - AttachImage(IA)
그림 파일 제거(ACLT 전용) - DetachImage(IE)



블록

①블록 관리자 - BlockMgr(BM)
②라이브러리블록관리자- LibMgr(LM)
③라이브러리블록등록- RegBlock(RB)
④블록 참조 변경 - BlockChange(BCH)
⑤블록 삭제 - BlockErase(BE)
⑥상용제품 위생도기 라이브러리- BizLib(BLM)
⑦블록 내 문자 바꾸기- ModifyBlockText(BTM)
⑧블록 속성 문자 수정 - ModifyAttribute(AM)
⑨블록 속성문자 지우기 - EraseAttribute(AEE)



색상별 표시 설정

① 색상 선택하여 끄기 - ColorSelectOff(CSF)
② 색상 선택 반전 끄기 - ColorExceptOff(CEO)
③ 색상 선택하여 켜기 - ColorSelectOn(CSN)
④ 색상별 삭제 - ColorErase(CE)
⑤ 색상 변경- ChangeColor(CC)
⑥ 색을 ByLayer 로 - AllByLayerColor(ABC)



도면층별 표시 설정

① 도면층 끄기 - LayerOff(LOF)
②도면층 선택 반전 끄기 - LayerExceptOff(LEO)
③도면층 켜기 - LayerOn(LON)
④도면층 동결 - LayerFreeze(LF)
⑤도면층 선택 반전 동결- LayerExceptFreeze(LEF)
⑥도면층 동결 해제 - LayerThaw(LT)
⑦도면층 잠금 - LayerLock(LK)
⑧도면층 잠금 해제 - LayerUnLock(LUK)
⑨도면층별 삭제- LayerErase(LER)
⑩ 도면층 변경 - LayerChange(LC)
⑪도면층설정/편집/변환기- LayerConv(CLC)
⑫도면층 제어 도구 - LayerMgr(LMA)
⑬도면층점검/변경- LayerTest(LCC)
⑭도면층 병합/분할 - LayerMerge(LMD)
⑮레이어 필터삭제 - DeleteLayerFilter(DF)



객체별 표시 설정

① 선택 객체 끄기 - CpSelectHideObject(HO)
② 객체 모두 켜기 - CpShowObject(SHO)



숫자 연산

①텍스트계산기/숫자합계쓰기- TextCalc(WS)

② 사칙연산(+, -, *, /)
숫자 선택 더하기 - OperationAdd(+)
숫자 선택 빼기 - OperationSub(-)
숫자선택곱하기- OperationMul(*)
숫자 선택 나누기- OperationDiv(/)
③ 텍스트 연산(PY, M2, CM)
M2 에서 Py 로 변환 - M2ConvPy(PY)
Py 에서 M2 로 변환 - PyConvM2(M2)
',' 추가 또는 제거 - CommaAddSub(CM)



벽체 그리기 및 수정

① 벽 그리기 1 - WallDraw(WAL)
②벽체 수정하기 - WallModifyMain(WMOD)



문/창 그리기 및 수정

① 평면 문 그리기 - DoorPlanDraw(DOD)
② 평면 창 그리기 - WindowPlanDraw(WID)
③평면문/창문이동- DoorWindowMove(DWM)
④평면문/창문삭제- DoorWindowDelete(DWD)
⑤입면 문 그리기 - DoorElevDraw(DED)
⑥ 입면 창 그리기(WED;S·P·SF·FS·C)
입면 슬라이딩창 그리기 - WindowSlidingElevDraw(WED;S)
입면 프로젝트창 그리기 - WindowProjectElevDraw(WED;P)
입면 슬라이딩 - 고정창 그리기 - WindowSlidingFixElevDraw(WED;SF)
입면 고정 - 슬라이딩창 그리기 - WindowFixSlidingElevDraw(WED;FS)
입면 커튼월창 그리기 - WindowCurtainWallElevDraw(WED;C)
⑦ 단면 문 그리기 - DoorSectionDraw(DSD)
⑧ 단면 창 그리기 - WindowSectionDraw(WSD)



기타 그리기

① 기둥 그리기 - ColumnDraw(COD)
② 기초 그리기 - FootingDraw(FOD)

③계단그리기- StairPlanDraw(STD)
④원형계단그리기- SpiralStairDraw(SST)
⑤램프 그리기 - RampDraw(RAMP)
⑥ 엘리베이터 그리기(ELD, ELD2)
엘리베이터 그리기 - ElevatorDraw(ELD)
상용제품 엘리베이터 평면 그리기 - ElevatorDraw2(ELD2)
⑦단열재및오픈표시그리기- InsulationOpenMarkDraw(IOD)
⑧ 중심 표식 그리기 - CenterDraw(CEN)
⑨ 구름형 개정 표식 그리기 - CloudDraw(CDT)
⑩ 각종 태그 그리기 - TagSymbolDraw(TSD)



면적 산출

① 면적 구하기 - AreaPy(APY)
② 면적 계산/구적표 작성 - AreaCalc(AC)
③ 면적 변경 - AreaStretch(ARS)



치수

① 치수 그리기 일반 - DimDlg(DD)
② 치수 보조선 정렬 - DimensionAlign



문자

①문자열 바꾸기 - TextStrMod(CT)
②문자 내용 동일화 - TextAllSame(TAS)
③ 문자 내용 편집 - TextChange(TC)
④ 문자 내용 편집 - 참조 - ChangeText(CHT)
⑤ 문자 상자 그리기 - BoxTextDraw(BTD)
⑥ 문자 상자로 변경 - TextBoxDraw(TBD)
⑦ 문자 쓰기, 수정 - TextEdit(TD)



수정

① 점 지정 선길이 정렬 - ExtendLine(ELI)

② 선을 폴리선으로 - LineToPline(PLE)
③ 선 및 원 복구 도구 - RecoverEntityTools(RET)
④ 간격띄우기
현재 도면층으로 간격 띄우기 - CurLayerChangeOffset(CO)
도면층 변경하여 간격 띄우기 - LayerOffset(LO)
양 방향 다중 간격 띄우기 - Offset2Side(MOF)
등분할 간격 띄우기 - DivideMeasureOffset(DMO)
간격 띄워 이동 - OffsetMove(FM)
다중 간격 띄우기 - MultiOffset(MO)
⑤ 수정 도구 - ModifyTools(MOD)
⑥객체 Z(두께)값 삭제 - ElevRemove(ERM)
⑦파일 및 폴더명 일괄 변경 - FileNameChange(FN)
⑧ 도면 내 문자열 일괄 변경 - TextNameChange(TN)

PART

02

02. 평면도 그리기

1. 새로운 도면 환경 설정하기
[DDSTART]대화상자를 이용하여 도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여러 설정 값을 사용자의 작업 환경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새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도면의 크기를 지정하고 도면 양식을 삽입해보도록 하자.

1) 도면환경 설정하기(Layeroffset)
HOME > 시작하기를 클릭한다.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새로운 도면의 파일명을 입력한다.

저장하기 위한 작업 경로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눌러 작업 경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저장 경로를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한다. 경로를 지정한 후에 ‘확인’버튼을 눌러 종료한다.

작업 용지의 크기를 지정한다.

도면의 축척을 1/100으로 변경한다. 작업 용지의 크기가 입력한 축척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A3 용지 크기를 지정한 후 축척을 1/100 으로 입력하였다면 전체 도면의 크기는 42000,29700 으로
조정된다.
CADPOWER에서 제공하는 기본 폼을 선택하거나, 지정된 폼을 선택할 수도 있다.
위의 경로에서 'dr-fm-A3-D-M.dwg'를 선택한 후 '열기'버튼을 누른다.

모든 설정값을 다 지정한 후에는 'OK'버튼을 눌러 명령을 종료한다.

'속성 문자 편집'대화상자가

표시되면 (NONE)을 선택한 후 'Project Name'을

더블클릭하여

'원룸공사'라고 입

력한다.

다음과 같은 새 도면이 작성된다.

도면 폼의 내부 문자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블록/삽입 > 블록내 속성문자 편집 > 블록 속성문자 수정하기'를
실행하거나 해당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편집상자가 나타난다.

2) 대화상자 기능 익히기(DDSTART)
메뉴 올리기
해당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DDSTART 의 'OK'버튼을 눌렀을 때 Cadpower 메뉴가 자동으로 로드된다.
Cadpower 를 설치한 후 맨 처음 실행할 때는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좋다. 만약 도면 작성중에 메뉴를 올리고자
한다면 ‘MNUUPDATE’ 명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파일 덮어쓰기
이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동일 경로와 동일 이름을 지정하였을 경우 덮어쓰기 여부를 물어보지 고, 도면을
덮어쓰기하므로, 안 누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번 덮어쓰기한 파일은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중심선(가이드라인) 그리기
이번 단원에서는 도면을 작업하기에 앞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중심선을 그리고 수정해보도록 하자.

1) 중심선 그리기(DrawCenterLine : DRS)
설계/그리기 > 중심선 그리기를 클릭한다.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왼쪽 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택형과 사무실형 중 '사무실형'을 선택한다.

주열 간격의 값을 아래와 같이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눌러 준다.

기준점 : 중심선을 삽입할 기준점을 지정한다.
각도 : '0'을 입력하거나 'enter'를 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위치 : 중심선의 최종위치를 지정한다.

2) 도면층 변경하여 간격 뛰우기(LayerOffset : LO)
수정 > 간격뛰우기 > 도면층 변경하여 간격 띄우기를 실행한다.
간격띄우기 거리 입력 : '1300'을 입력한다.
Target layer의 entity를 선택하세요 : ‘Enter’키를 누르면 레이어 목록표가 나타난다. Layer는 ‘Cen’을 선택한다.
: 변경할 대상 객체를 선택해도 된다.

각격띄우기를 할 객체를 선택한다.

다시 간격을 띄우기 위한 방향을 마우스로 그림과 같이 지정한다.

복사가 완료되면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3) 현재 도면층으로 간격 띄우기(CurLayerChangeOffset : CO)
Layer 명령을 이용해 현재 도면층을 ‘Cen’으로 바꿔준다
수정 > 간격 띄우기 > 현재 도면층으로 간격 띄우기를 실행한다.
간격띄우기 거리 입력 < 1300 > : '1750'을 입력한다.

간격띄우기할 객체 선택 : 간격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한다.

간격띄우기할 방향 지정 : 간격띄우기 할 방향을 화면상에 지정한다.

Enter 키를 눌러 간격띄우기를 완료한다.

간격띄우기할 객체 선택 : 간격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완료한다.

수정 > 간격 띄우기 > 현재 도면층으로 간격 띄우기를 실행한다.
간격띄우기 거리 입력 < 1750 > : '1400'을 입력한다.
간격띄우기할 객체 선택 : 간격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한다.

간격띄우기할 방향 지정 : 간격띄우기 할 방향을 화면상에 지정한다.

간격띄우기할 객체 선택 :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4) 중심선 모깍기(CenterLineFillet)
설계/그리기 > 중심선 수정 > 중심선 모깎기를 실행한다.
연장 길이 <0> : '500'을 입력한다.
첫번째 두번째 선을 차례대로 선택한다.

중심선이 모깍기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른 3곳의 모서리도 같은 방법으로 모깍기를 진행한다.

5) 점 지정 선길이 정렬(ExtendLine)
수정 > 점 지정 선길이 정렬을 실행한다.
그림과 같이 경계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한다.
(Osnap 은 꺼놓고 직교모드만 켜놓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다. F3 : 오스냅 켜기 끄기, F8 직교모드 켜기 끄기)

그림과 같이 정렬할 객체(선)을 선택한다.

선택한 2개의 선의 끝점이 처음 지정한 경계 시작점과 끝점에 정렬 된다.

점 지정 선 길이 정렬 명령을 시작하고 그림과 같이 경계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정렬할 객체(선)을 선택한다.

선의 끝점이 정렬된 것을 확인한다.

아래의 그림 처럼 양쪽의 끝점을 정렬 할 때는 점 지정 선 길이 정렬보다는 'Break'명령을 이용하여 선을 정렬
하는 것이 좋다.
‘break’ 명령에서 객체 선택은 시작점을 의미하며, 두번째 끊기점이 끝점이 된다.

그림과 같이 선이 끊어지면서 삭제된다.

그림과 같이 Break 명령을 이용해 선을 정렬한다.

3. 벽 그리기 및 수정하기
벽체를 그리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1) 벽 그리기 – 위치/포인트 (WallDraw : WAL)
설계/그리기 > 벽 그리기 > ‘벽 그리기 1’을 클릭한다.
벽체 그리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S’ 버튼을 클릭한다.
새로운 벽 유형을 생성하기 위해 '추가'버튼을 클릭한다.

추가된 유형을 더블클릭하여 '외벽'이라고 입력한 후 B의 값을 '200'으로 지정하면 두께도 자동으로 수정된다.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리기 방법 중 '포인트 지정'을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눌러 대화 상자를 닫아주도록 하자.

중심선 위치를 '위치 지정'으로 선택한 후 '위+, 아래-'의 값에 '150'을 입력한다.

그림과 같이 중심선을 따라 4곳의 모서리 교차지점을 따라 클릭한다.

‘벽 그리기 1’ 명령을 재실행하고, 위 +, 아래의 값을 +50으로 변경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중심선을 따라 4곳의 교차지점을 클릭한다.

‘벽 그리기 1’ 명령을 실행하고 그림과 같이 같이 그려 본다.

2) 벽 그리기 – 벽체/중심선 (WallDraw : WAL)
다른 그리기 방법을 사용해보도록 하자. ‘벽 그리기 1’ 명령을 클릭하고 그림과 같이 환경을 설정한다.

그림과 같은 같이 2개의 중심선을 선택하고 ‘Enter’키를 눌러 명령을 종료한다.

3) 벽체 수정하기 (WallModify : WMOD)
꺽임형으로 벽체를 수정하기 위해 설계/그리기 > 벽체 수정 도구 > 벽체 수정하기를 실행한다.
(벽체 정리 – 꺽임형 : WNT)
벽체 수정하기 대화상자에서 그림과 같이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방법 : 세번째 유형 선택, 마구리 정리 : 두번째 유형 선택

편집할 부분을 지정할 때 다른 유형들과 달리 '세 번째 유형'은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그림과 같

이 대각선 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리듯 선택해준다.

반대쪽도 그림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리듯 선택해 주고 ‘Enter’키를 눌러 명령을 종료한다.

이음형(T자형)으로 벽체를 수정하기 위해 벽체 수정하기 명령(WMOD)을 클릭한다.
(벽체 정리 - 이음형 : WTT)
벽체 수정하기 대화상자에서 그림과 같이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방법 : 두번째 유형 선택, 마구리 정리 : 두번째 유형 강제 선택

그림과 같이 편집할 영역을 모두 선택해 준뒤. 'Enter'를 눌러 명령을 종료한다.

끝선 정리를 위해 벽체 수정하기 명령(WMOD)을 클릭한다.
(벽체 정리 – 끝선 : WPM)
벽체 수정하기 대화상자에서 그림과 같이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방법 : 네번째 유형 선택, 마구리 정리 : 두번째 유형 선택

그림과 같이 정리되지 않은 2군데의 벽체를 마무리 한다.

4) 중심선 추가하기
‘Offset’명령을 이용해 그림과 같이 중심선을 거리값 700으로 간격띄우기를 한다.
① 원본객체, ② 복사된 객체

‘Offset’명령을 이용해 그림과 같이 중심선을 거리값 ‘950’으로 간격띄우기를 한다.
① 원본객체, ② 복사된 객체

‘Break 명령을 이용해 그림과 같이 중심선을 정리해 준다.

‘Offset’명령을 이용해 그림과 같이 중심선을 거리값 ‘900’으로 간격띄우기를 한다.
① 원본객체, ② 복사된 객체

‘Break’ 명령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중심선을 정리해 준다.

5) 벽 그리기 – 벽체/포인트 (WallDraw)
설계/그리기 > 벽 그리기 > ‘벽 그리기 1’을 클릭한다.
중심선 위치를 '벽체 중심', 그리기 방법을 '포인트 지정'으로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그림과 같이 추가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을 그려준 뒤 ‘Enter’를 눌러 명령을 종료한다.

그림과 같이 추가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을 그려준 뒤 ‘Enter’를 눌러 명령을 종료한다.

6) 벽체 수정하기 (WallModifyMain : WMOD)
설계/그리기 > 벽체 수정 도구 > 벽체 수정하기를 실행한다.
(벽체 정리 – 이음형 : WTT)
벽체 수정하기 대화상자에서 그림과 같이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방법 : 두번째 유형 선택, 마구리 정리 : 두번째 유형 선택

그림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리듯 선택해준다.

7) 벽그리기 (WallDraw : WAL)
설계/그리기 > 벽 그리기 > 벽

그리기

1을

클릭한다.

벽체 그리기 대화상자에서 ‘S’ 버튼을 클릭한다.
벽 유형을 생성하기 위해 '추가'버튼을 눌러준다. 유형의 이름을 '내벽'으로 지정하고 'B'의 값을 '100'으로 지정

한다.
중심선 위치를 '아래 벽체', 그리기 방법을 '포인트 지정'으로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그림과 같이 벽체를 이어서 그린다.

8) 벽체 수정하기 4(WallModifyMain : WMOD)
꺽임형으로 벽체를 수정하기 위해 설계/그리기 > 벽체 수정 도구 > 벽체 수정하기를 실행한다.
(벽체 정리 – 꺽임형 : WNT)
벽체 수정하기 대화상자에서 그림과 같이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방법 : 세번째 유형 선택, 마구리 정리 : 두번째 유형 선택

편집할 부분을 지정할 때 다른 유형들과 달리 '세 번째 유형'은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하자. 그림
과 같이 대각선 방향으로 사각형을 그리듯 선택해준다.

완성된 벽체는 ‘Mirror’명령을 이용해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를 해서 완성한다.

9)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중심선 그리기 ( DrawCenterLine : DRS)
입/단면 중심선 그리기 ( GridElevDraw : GED)
중심선 모깎기 (CenterLineFillet : CLF)
중심선 연장 (CenterLineExtend : CLE)
현재 도면층으로 간격 띄우기 (CurLayerChangeOffset : CO)
도면층 변경하여 간격 띄우기 (LayerOffset : LO)
점 지정 선길이 정렬 (ExtendLine : ELI)
벽그리기1 (WallDraw : WAL)
벽 그리기2 (WallDraw2 :

WAL1)

벽체 수정하기 (WallModifyMain : WMOD)
벽체 정리- 자형(+)·이음형(T)·꺾임형(L)·끝선 ( WallCrossTrim : WCT, WallTeeTrim : WTT, WallCornerTrim : WNT,
WallCapModify : WPM)

4. 문/창 그리기 및 수정하기
벽에 문 및 창을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문 그리기(DoorPlanDraw : DOD)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그리기 > 평면 문그리기를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미지를 클릭한다.

문 유형 대화 상자가 나타나며 총 12가지의 유형을 제공한다. 첫 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S’버튼을

클릭하여 문에

대한

설정값을 변경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문틀 : 철재, 첫번째 유형 선택 / 문턱 그리기 : 두번째 유형 '안그려짐'을 선택

그림과 같이 문 그리기 대화상자의 각 옵션의 체크 및 값을 변경한다.

문을 삽입할 벽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다.

반대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문을 넣어 준다.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그리기 > 평면 문 그리기를 클릭한다.
문 그리기 대화상자에서 문의 크기를 '700', '벽끝점에서 거리'를 '800'으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수정된 문을 그림과 같은 위치에 넣어준다.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그리기 > 평면 문 그리기를 클릭한다.
문 그리기의 옵션값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위치를 지정하고 문을 삽입한다.
(Osnap 중간점을 이용해 벽체의 중간점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입력 후 나타나는 숫자를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해당 방향을 클릭할 경우 문의 여는 방향이 바뀌게 된다)

그림과 같이 문을 삽입하여 완성한다.

2) 평면 창 그리기1 (WindowPlanDraw : WID)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그리기 > 평면 창 그리기를 클릭한다.
창문 그리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이미지를 클릭한다.

창문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10가지가 있다. 9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옵션 및 값을 변경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창문이 삽입될 벽체의 위치를 선택한다.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그리기 > 평면 창 그리기를 클릭하고 창문 그리기 대화상자에서 '벽끝점에서 거리'
의 체크를 해제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외벽을 클릭하면 창문이 삽입된다.
(벽끝점에서 거리를 체크해제 하였기 때문에 임의의 위치에 창문이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평면 창 그리기2 (WindowPlanDraw : WID)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그리기 > 평면 창 그리기를 클릭한다.
창문 그리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왼쪽 상단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창문 유형 중 '세 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옵션값을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은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그리기 > 평면 창 그리기를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옵션 및 값을 변경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삽입될 벽체의 위치를 클릭하면 창문이 그려진다.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그리기 > 평면 창 그리기를 클릭하고 그림과 같이 옵션 및 값을 변경한 후 확인 버
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외벽을 클릭하면 창문이 삽입된다.

4) 평면 문/창 이동(DoorWindowMove : DWM)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이동, 삭제 > 평면 문/창문 이동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이동하고자 하는 문을 선택한 뒤 좌우로 원하는 값을 주고 이동한다.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500’ 이동한다.

오른쪽 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으로 '500'만큼 이동한다.

5) 평면 문/창문 삭제(DoorWindowDelete : DWD)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이동, 삭제 > 평면 문/창문 삭제를 실행한다.
그림과 같이 창문을 선택하고 삭제한 뒤 ‘Enter’를 눌러 명령을 종료한다.

CADPOWER 명령을 이용해 창문을 삭제했을때와 일반 AutoCAD명령을 이용해 삭제 했을 경우 아래 그림과 같
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CADPOWER 명령 이용

AutoCAD 명령 이용

6)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평면 문 그리기 (DoorPlanDraw : DOD)
평면 창문 그리기 (WindowPlanDraw : WID)
라이브러리 블록 관리자 (LibMgr : LM)
평면 문, 창문 이동 (DoorWindowMove : DWM)
평면 문, 창문 삭제 (DoorWindowDelete : DWD)
입면 문 그리기 ( DoorElevDraw : DED)
입면슬라이딩창 그리기 (WindowSlidingElevDraw : WED)
입면프로젝트창 그리기 (WindowProjectElevDraw : WED)
입면 슬라이딩-고정창 그리기 (WindowSlidingFixElevDraw : WED)
입면고정-슬라이딩창 그리기 (WindowFixSlidingElevDraw : WED)
입면커튼월창 그리기 (WindowCurtainWallElevDraw : WED)
단면 문 그리기 ( DoorSectionDraw : DSD)
단면 창 그리기 (WindowSectionDraw

: WSD)

5. 계단 그리기
사용자가 지정한 값으로 계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계단 그리기(StairPlanDraw : STD)
계단을 그리기 전에 ‘벽체 그리기(WallDraw)’ 명령을 사용하여 벽체 유형은 외벽으로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그림과 같은 위치에 벽체를 추가한다.

설계/그리기 > 기둥/기 /계단/램프 그리기 > 계단 그리기를 클릭한다.
계단 그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미지를 클릭한다.

계단 유형별 선택할 수 있는 유형들이 표시가 되는데, '다섯 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S’’ 버튼을 누르면 계단 그리기 환경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 문자높이는 '2.5', 층계참/핸드레일/논슬립의
유형은 모두 '첫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계단참의 폭은 '1200', 디딤판의 폭은 '280', 디딤판의 갯수는 '8'을 지정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계단이 들어갈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그림과 같이 시작점, 끝점, 방향의 순으로 클릭한다.

다음과 같이 계단이 지정한 방향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설계/그리기 > 해치/단열재/오픈표시 그리기 > 단열재 및 오픈표시(X,K,V) 그리기...를 클릭한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아홉번째 유형'을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그림과 같이 오픈표시가 들어갈 위치를 대각선으로 선택해 준다.

2)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계단 그리기 (StairPlanDraw : STD)
원형 계단그리기 (SpiralStairDraw : SST)
단열재 및 오픈표시(X,K,V) 그리기 ( InsulationOpenMarkDraw : IOD)
램프 그리기 (RampDraw : RAMP)

6. 위생 기구 삽입하기
화장실과 주방에 라이브러리 블록 관리자를 사용하여 가구를 삽입해보도록 하자.

1) 위생 기구 삽입하기(Library)
블록/삽입 > 평면-화장실,욕실 > 욕조를 클릭한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3x3’버튼을 클릭하여 미리보기 이미지 배열을 조정한 후 ‘4욕조 – W:1600 H:700’ 블록
명 : ‘to-ba-008-D-P’ 블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삽입옵션에서 미리 값을 입력하고 넣는 방법도 있지만 좌표점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림과 같이 임의의 위치에 선택한 욕조 블록을 삽입한 뒤 ‘Move’ 명령을 이용해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다.

그림과 같이 욕조를 배치한다.
(블록은 삽입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주 쓰는 블록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블록을 넣은 후
복사하거나 이동시켜 사용한다.)

블록/삽입 > 평면-화장실,욕실 > 유니트, 수채, 기타...를 클릭한다.
리스트에서 ‘5유니트,수채,기타 W:1400, H:838’ 블록명 'to-un-009-D-P'를 선택한다.

그림과 같이 위치를 지정하고 블록을 삽입한다.

블록/삽입 > 라이브러리 블록 관리자를 클릭한다.
트리구조에서 ‘A평면-4주방설비 > 4유니트,기타’ 폴더를 선택한다.

4.유니트, 기타 – W:1940, H2765 블록명 'ki-un-001-D-P'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과 같이 블록을 삽입합니다.

씽크대와 문이 겹쳐 있다. 설계/그리기 > 평면 문/창 이동, 삭제 > 평면 문/창문 이동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1500’ 만큼 이동 시킨다.
(캐드파워에서 해당 명령은 평면 및 문 외의 다른 객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있다.)

완성된 도면을 토대로 ‘Mirror’ 명령등 CADPOWER의 명령등을 이용해 도면을 완성 시키고 왼쪽과 오른쪽 도면
내용을 비교해 본다.
(왼쪽의 경우 CADPOWER 명령을 이용해 그렸기 때문에 벽체, 문, 창, 욕실부분의 레이어가 정리되어 있지만
오른쪽의 경우 벽체, 문, 창, 욕실부분이 AutoCAD 명령을 사용하여 복사되었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1. 블록 관리자 (BlockMgr : BM)
2. 라이브러리 블록 관리자 (LibMgr : LM)
3. 라이브러리 블록 등록 (RegBlock : RB)

7. 문자 입력 및 수정하기
작성된 도면에 각 실명을 문자 관련 명령어를 사용하여 기입해보도록 하자.

1) 문자스타일(Style : ST)
문자를 쓰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문자스타일의 글꼴을 조정해야 한다.
간단하게 문자 스타일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Ctrl+1’키를 눌러 특성대화상자가 나타나도록 한다. 문자를 선택한 뒤 특성 대화상자의 문자-스타일을 확인한다.

명령행에 ‘style’을 입력하고 문자스타일 창을 열고 그림과 같이 설정해 준다. 문자가 ‘???’로 표현되는 것은 큰
글꼴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돋음체, 바탕체등의 트루타입 폰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한글이 표현되지 않
는다.

2) 문자입력(TextBoxDraw : TBD)
문자 > 돋움체로 쓰기를 클릭하고 그림과 같은 위치를 클릭한 후 문자를 입력한다.
(높이 : 250, 각도 : 0)

존의 문자를 문자 상자로 변경하기 위해 문자 > 문자 도구 > 문자 상자로 변경을 클릭하고 앞에서 쓴 ‘201호’
를 선택한다.
(수직 여백 : 100, 수평 여백 : 100)

문자 > 문자 도구 > 문자 상자 그리기를 클릭하고 그림과 같은 위치에 ‘화장실’이라는 문자를 입력해 준다.
(글자가 ??? 또는 한문으로 나오는 경우 ‘style’ 명령을 이용해 글꼴을 변경해야 한다.)

3) 문자 라이브러리(TextLibrary2 : TLE)
문자 > 문자 라이브러리 2 를 클릭한다.
Text Library 분류 리스트에서 ‘주거용 – 계단실’을 선택한다.
(문자 유형 : 'KOSDIC_단선체 or 돋움체', 문자 높이 : '3')

그림과 같이 문자를 삽입한다.

설계자가 원하는 문자를 추가 한 뒤 글자를 넣어보도록 한다. 문자 > 문자 라이브러리2 를 클릭한다.
분류를 선택한 뒤 '분류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고 폴더명은 ‘사용자화’라고 한다.

다시 ‘목록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고 값은 'OPEN'으로 입력한 뒤 실행 버튼을 클릭한다.
(문자높이 : 5, 박스 : 그리기 체크 해제)

그림과 같은 위치에 문자를 삽입한다.

그림과 같이 나머지 항목도 입력해 본다.

4)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단선체로 쓰기 ( DansunText : TDS)
복선체로 쓰기 (BoksunText : TBS)
바탕체로 쓰기 (BatangText : TBT)
돋움체로 쓰기 (DodumText : TDU)
굴림체로 쓰기 (GulimText : TGL)
문자 상자 그리기 ( BoxTextDraw : BTD)
문자 상자로 변경 ( TextBoxDraw : TBD)
줄 문자 쓰기 (LineTextDraw : LTT)
문자 쓰기, 수정 (TextEdit : TD)
문자 라이브러리 2 (TextLibrary2 : TLE)

8. 치수 기입 및 수정하기
치수 설정 및 치수를 기입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치수 그리기(Dimdlg) : 수동
치수 > 치수 그리기를 클릭한다.
CADPOWER에서 제공하는 치수 유형은 8가지이다. 미리보기를 . 이중에서 '창 선택 치수 그리기'유형을 선택하
면 '수평', '수직', '경사'가 활성화되는데 수평치수를 그리기 위해 '수평'을 선택한다. 'DDSTART 축척'에 체크를 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영역 첫번째점 : 선택 영역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영역 두 번째점 : 대각선 반대방향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2)

레이어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에 선택영역에 걸쳐졌던 객체들의 레이어가 리스트로 표시된다. 중심선에 대해서
만 치수를 그리기위해 'CEN'에 체크를 한 후 '실행'버튼을 누른다.

위치 :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한다.(P1)

합산을 하시겠습니까 ? <예(Y)>/아니오(N) : 상위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y'를 입력하거나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
한다.

2) 점 지정 치수 그리기(DimPoingDraw)
2) 치수 > 점 지정 치수 그리기를 클릭한다.

수평(H)/<수직(V)>/경사(A) : 수직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v'를 입력한다.
시작점 : 수직 치수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다음점 : 다음점을 지정한다.(P2)
위치 :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한다.(P3)
다음점 : 두 번째 치수선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4)
다음점 : 세 번째 치수선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5)
다음점 : 네 번째 치수선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6)
다음점 : 다섯번째 치수선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7)
다음점 : 여섯번째 치수선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8)
다음점 : 'enter'를 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합산을 하시겠습니까 ? <예(Y)>/아니오(N) : 상위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y'를 입력하거나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3) 치수 보조선 정렬
치수 > 치수 보조선 정렬을 클릭한다.
객체 선택 : 선택영역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객체 선택 : 선택영역의 다음점을지정한다.(P2)
기준 치수선 선택(D)/<기준점 선택> : 수정될 치수보조선의 기준점을 지정한다.(P3)

아래와 같이 치수보조선이 정렬된다.

치수 > 치수 보조선 정렬을 클릭한다.

객체 선택: 선택영역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객체 선택 : 선택영역의 다음점을지정한다.(P2)
기준 치수선 선택(D)/<기준점 선택> : 기준 치수선을 선택하기 위해 'd'를 입력한다.

기준 치수선을 선택하세요 : 기준이 될 치수선을 선택한다.(P3)
선택한 치수선과 동일한 길이로 치수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치수 그리기(Dimdlg) : 자동
치수> 치수그리기를클릭한다.
①~⑤ '선 지정 치수 그리기'유형을 선택하면 '수동', '자동'이 활성화된다. 여기서는 지정한 부분에 치수가 자동으로
그려지도록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하자.
캐드파워 치수 그리기에는 'DDSTART 축척'과 '치수 유형 축척'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 축척만 적용이 된다.
'DDSTART 축척'은 새 도면 생성시 사용자가 지정한 축척으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축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DSTART 축척'의 체크를 해제하고 치수 유형 축척에 원하는 축척값을 적용해야 '치수 유형 축척'에 입력한
값으로 축척이 적용된다. 'DDSTART 축척'의 체크를 해제하고 치수 유형 축척에 '80'을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치수 스타일의 값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확인'버튼을 누르도록 하자.

첫점 : 치수가 그려질 부분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다음점 : 치수가 그려질 부분의 끝점을 지정한다.(P2)
합산을 하시겠습니까 ? <예(Y)>/아니오(N) : 합산 치수를 넣지 기 위해 'n'을 입력한 후 'enter'를 친다.

레이어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에 지정한 선이 걸쳐지는 레이어들이 모두 표시된다. 'CEN'에 대한 치수만 기입을
하기위해 'CEN'을 선택한 후 '실행'버튼을 누른다.

아래와 같이 선 지정 치수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전체적인 치수보조선의 길이를 아래와 같이 변경해보도록 하자.
[Stretch]명령을 사용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변경시에는

5) 치수선 합치기(DimensionUnion)
치수 > 치수선 합치기를 클릭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치수선들을 선택한다.

객체 선택 : 합치기 할 치수선들을 선택한다.
객체 선택 :
객체 선택 :
객체 선택 :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한 치수들이 합쳐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상위, 하위 치수그리기(Dimdlg)
치수> 치수그리기를클릭한다.
'상위, 하위 치수 그리기'를 선택하면 '위 ', '아래 '이 활성화된다. 하위 치수를 그리기 위해 '아래 '을 선택한다.
'DDSTART 축척'의 체크를

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아래 그림과 같이 치수선들을 선택한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첫점 : 하위 치수의 시작점을지정한다.(P1)
다음점 : 하위 치수의 다음점을지정한다.(P2)
기준 치수선 선택 : 그려질 하위 치수 바로 위의 치수를 선택한다.(P3)
다음점 : 두 번째 치수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3)
다음점 :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하위 치수를 기입하도록 하자.

치수 > 치수 그리기...를 클릭한다.
'수정'탭을 클릭하여 '치수 문자 위치 이동'이라는 유형을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객체 선택 : 이동할 치수를 선택한다.(P1) DIMDLG

명령 재개 중.

치수 문자에 대한 새로운 위치 또는 다음을 지정 [왼 (L)/오른 (R)/중심(C)/처음(H)/각도(A)] :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를
지정한다.(P2)

치수 > 치수 그리기...를 클릭한다.
수정탭에서 '여섯 번째 유형'을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객체 선택 : 앞의 단계에서 위치를 변경했던 '500'치수를 선택한다.
객체 선택 :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7)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치수 그리기 일반 (DimDlg : DD)
점 지정 치수 그리기 (DimPointDraw : PD)
창선택 치수 그리기 (DimWindowDraw : WD)
상위, 하위 치수 그리기 (DimSubDraw : SD)
엔티티 지정 치수 그리기 ( DimEntityDraw : ED)
반지름 치수 그리기 (DimRadiusDraw : DRD)
각도 치수 그리기 (DimAngularDraw : DAD)
호치수 그리기 (DimArcDraw : DA)
치수선 화살촉 바꾸기 (DimBlockChange : DBC)
치수선 나누기 (DimDivide : DDV)
치수선 합치기 (DimUnion : DU)
치수문자 내용 바꾸기 ( DimTextChange : DC)
치수문자 위치 이동 (DimTextMove : DTM)
치수문자 원래 위치 (DimHome : DH)
현재의 치수로 설정 (DimReset : DR)
선택된 치수로 설정 (DimReset2 : DR2)
치수 보조선 정렬 (DimensionAlign : CDA)
치수선 연장길이 정리 (DimExtensionModi : DEM)
안목 치수 그리기 (InsideMeasureDim : IMD)
안목 치수 부호 그리기 (ModuleDraw : MMD)

9. 도면 심볼 그리기
도면의 심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1) 도면 심볼 그리기(TagSymbolDraw)
‘LTScale’명령을 사용하여 축척을 '70'으로 변경한다.
새로운 선종류 축척 비율 입력 <100.0000> : '70'을 입력한다.
설계/그리기 > 부호/기호/표식 그리기 > 각종 태그 그리기를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유형 2'에 체크하고 '첫 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View-Mark
View

위치 :

마크의 위치를 지정한다.(P1)

방향 : 뷰 마크의 방향을 지정한다.(P2)

문자 : '1'을입력하면 지정한 방향부터 문자가 시계방향으로 입력된다.
문자 : '2'를 입력한다. 문자 : '3'을 입력한다. 문자 : '4'를 입력한다

[LTScale]명령을 사용하여 축척을 '100'으로 변경한다.
새로운 선종류 축척 비율 입력 <70.0000> : '100'을 입력한다.

설계/그리기 > 부호/기호/표식 그리기 > 타이틀 부호 그리기를 선택한다.
아래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첫 번째 심볼 유형'을 선택하고, 문자 높이는 '4', 원지름은 '12'를 지정한
후 '확인'버튼을 누른다.

시작점 : 심볼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도면 코드 <A> : 'A'를 입력하거나 'enter'를 쳐서 다음단계로 이동한다.
도면 번호 <1> : '1'을 입력하거나 'enter'를 쳐서 다음단계로 이동한다.
도면 타이틀 <1'st FLOOR PLAN> : '2ND FLOOR PLAN'을
도면 축척 1/<100> : '100'을 입력하거나 'enter'를 친다.

입력한다.

2)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각종 태그 그리기 (TagSymbolDraw : TSD)
타이틀 부호그리기 (TitleSymbolDraw : TIT)
단열재 및 오픈표시(X,K,V) 그리기 ( InsulationOpenMarkDraw : IOD)
창문 부호 그리기 ( WindowSymbolText : WST)
단면 부호 그리기 (SectionSymbolText : SED)
6. 입면 부호 그리기 (ElevationSymbolDraw : ESD)

10. 면적 계산하기
실의 경계를 그린 후 캐드파워의 면적구하기(AreaPy), 면적 계산 / 구적표 작성(AreaCalc)명령을 사용하여 그려진
실의 면적을 계산해보도록 하자.

1) 면적계산하기(Areapy)
1) [Layer]명령을 사용하여 'CEN'도면층을 제외한 나머지 도면층을 모두 동결한다.
'CEN'의 상태를 더블클릭하여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한 후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선택'항목을 선택한다.

동결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두 동결한다. 아래와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닫기'버튼을 눌러준다.

'CEN'도면층을 제외한 모든 도면층이 동결되면 '확인'버튼을 눌러준다.

'CEN'도면층 객체들만 보이고 다른 도면층의 객체들은 표시되지 않는다.

[Layer]명령을 사용하여 '면적'이라는 도면층을 생성한 뒤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하여 면적 경계선을 작성하도록
하자.
'새 도면층'아이콘을 클릭하여 도면층의 이름을 '면적'으로 지정한다. '면적' 도면층 상태부분을 더블클릭하여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한 뒤 '확인'버튼을 눌러준다.

[Rectangle]명령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사각형을 그려준다.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모따기(C)/고도(E)/모깎기(F)/두께(T)/폭(W)] : 사각형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다른 구석점 지정 또는 [영역(A)/치수(D)/회전(R)] : 대각선 반대방향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2)

설계/그리기 > 면적 구하기 > 면적 구하기...를 클릭한다.
영역 내부 점 지정 또는[폴리선선택(S)/대화상자(D)/취소(U)]

:d

면적구하기 대화상자에서 '면적(m2)', '면적(평)'에 체크를 하고 정밀도를 '2'로 설정한다. 레이어는 현재 레이어인

'면적'으로 지정하고 색상도 '초록색'으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문자 크기를 '200'으로 지정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위치 : 문자가 기입될 위치를 지정한다.(P1)

[Layer]명령을 사용하여 동결되었던 도면층들을 모두 동결해제한다.

2) 면적표 작성하기(AreaCalc, CpPointingArea, CpDrawAreaBox)
설계/그리기 > 구적표/면적 계산/실별 면적표 > 면적계산, 구적표 작성...을 클릭한다.
버튼을 클릭하여 소수 자리수를 아래와 같이 '2'로 지정한 후 'OK'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클릭하여 앞 단계에서 그렸던 사각형을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의 면적값이 표시된다.

결과값을 면적표로 삽입하기 위해 ‘면적표 그리기’버튼을 클릭한다.
면적 Boundary 를 생성할 Layer 객체를 선택하세요 : 사각형 객체를 선택한다.
[ 면적 ] layer 를 Target 으로 boundary 를 생성 합니다.
면적 계산할 부분 내부점 Point : 사각형의 안 을 클릭한다.
다음 면적 계산할 부분 내부점 Point : 더 이상 선택할 영역이 없으므로 'enter'를 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 소계면적 : 104.580000 M2

면적표를 그릴 위치에 포인팅하세요. : 면적표가 삽입될 점을 지정한다.(P1)

3)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면적 구하기 (AreaPy :

APY)

면적 계산, 구적표 작성 (AreaCalc : AC)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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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입면도 그리기

1. 입면 중심선 그리기
배면도를 그리기 전에 기본이 되는 중심선을 그려보도록 하자.

1) 중심선 그리기(GridElevDraw)
설계/그리기 > 입/단면 중심선 그리기를 클릭한다.

지상층의 층고데이타 값을 입력한다. 입력시 층고와 층고 사이는 ','로 구분을 하고, 동일한 값이 반복되는 경
우에는 '층고값*반복 횟수'형식으로 입력한다.

지하층이 없으므로 '0'을 입력한다.



주열기호를 넣기 위해 '주열그리기'에 체크를 한다.



주열 간격을 넣어준다. 표기 형식은 층고데이타와 동일하다.



층고 심볼에 들어가는 문자의 높이 '2'를 입력한다.



GL 위치 값 '300'을 입력한다.



치수를 넣지 을 경우에는 '좌측 우측 상측 하측'모두 체크를 해제하고, 표시하고 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면 된다. 여기서는 상부 치수만 그려놓기 위해 '상측'의 체크를 하고, 치수유형은 'CPDIM1'을 선택한다.



주열 기호의 지름값 '8'을 입력한다.



주열 기호의 문자 높이 '2.5'를 입력한다.



모든 설정값을 다 지정한 후에는 '확인'버튼을 누른다.

2)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입단면 중심선 그리기 (GridElevDraw : GED)

2. 입면 문/창 그리기
해당 도면에 입면 창과 문을 삽입해 보도록 하자.

1) 입면 문/창 그리기(WindowSlidingElevDraw)
설계/그리기 > 입면 문/창 그리기 > 입면 슬라이딩창 그리기를 클릭한다.
'A'유형과 'B'유형이 있는데, 'A'유형을 선택한다.


열림기호를 표시하기 위해 '열림기호'에 체크를 한다.



창 갯수에는 '2'를 입력한다. 창의 폭 '1500'을 입력한다. 창의 높이 '1100'을 입력한다.



그릴위치는 지정한 점부터 간격띄우기되어 창이 삽입되는 위치를 말하는데, 여기서 X 간격은 '0'이므로
Y 간격만 '900'을 입력한다.



모든 설정값을 다 지정한 후에는 '확인'버튼을 누른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층에도 창을 삽입해주도록 한다.

설계/그리기 > 입면 문/창 그리기 > 입면 슬라이딩-고정창 그리기...를 클릭한다.
'A'유형과 'B'유형이 있는데, 'A'유형을 선택한다.


열림기호를 표시하기 위해 '열림기호'에 체크를 한다.



슬라이딩 창의 위치를 '좌측'으로 지정한다.



개구부 폭을 '1800'으로 지정한다.



개구부 높이를 '1100'으로 지정한다.



그릴위치는 지정한 점부터 간격띄우기되어 창이 삽입되는 위치를 말하는데, X 간격을 '800'으로 지정한다.



Y 간격을 '900'으로 지정한다.



모든 설정값을 다 지정한 후에는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층에도 창을 삽입해주도록 한다.

설계/그리기 > 입면 문/창 그리기 > 입면 문그리기를 클릭한다.
대화 상자에서 '문유형'탭을 클릭한다.


문유형은 총 8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네 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설정값'탭을 클릭한다.



문의 폭을 '900'으로 지정한다.



문의 높이를 '2100'으로 지정한다.



개폐 방향을 '오른 '으로 지정한다.



'문틀 그리기'는 문 아랫부분에 문틀을 그릴지 여부를 지정하는 항목으로 여기서는 문틀을 안 그리기 위해
체크를 해제한다.



그릴 위치는 삽입점으로 지정한 부분으로부터 문까지의 간격을 말한다. X 간격을 '100'으로 지정한다.



손잡이는 '첫 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모든 설정값을 다 지정한 후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입면에 창을 넣은 모습이다.

2) 입면 문/창 그리기 관련 명령어
입면 문 그리기 (DoorElevDraw : DED)
입면 슬라이딩창 그리기 (WindowSlidingElevDraw : WED;S)
입면 프로젝트창 그리기 (WindowProjectElevDraw : WED;P)
입면 슬라이딩-고정창 그리기 (WindowSlidingFixElevDraw : WED;SF)
입면 고정-슬라이딩창 그리기 (WindowFixSlidingElevDraw : WED;FS)
입면 커튼월창 그리기 (WindowCurtainWallElevDraw : WED;C)

3. 입면 해치 및 마감 재료 표시하기
해당 도면에 입면 해치 및 마감 재료를 표시하여 보도록 하자.

1) 면 색상 채움 및 수정 (CpShadelmage)
설계/그리기 > 면 색상 채움 및 수정 > 면 색상 채우기...를 클릭한다.
‘추가’버튼을 클릭한다.

아래와 같은 대화 상자가 표시되면 용도에 '창문틀-1'이라고 입력한 뒤 '144'번 색상을 지정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한번 더 '추가'버튼을 눌러 용도에 '창문틀-2'이라고 입력한 뒤 '142'번 색상을 지정하고 '확인'버튼을 누른다.

새 색상 추가로 추가한 색상으로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 색상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체크가 되어 있지 을 경우 '기본색상'에서 지정한 '색상'으로 색상 채우기가 된다. 그러므로 꼭 체크를 하
도록 하자.


색상을 채우는 방법에는 4 가지가 있다. '사각형'생성방법을 선택한다.



색상 채우기를 할 사용자 정의 색상을 지정한다. '창문틀-1'을 선택한다.



모든 설정값을 다 지정한 후에는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시작점 입력 : 색상 채우기 할 영역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코 점 입력 : 대각선 방향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2)

설계/그리기 > 면 색상 채움 및 수정 > 면 색상 채우기...를 클릭한다.

'창문틀-2'를 선택한다.

'확인'버튼을 눌러 영역을 지정한다.


시작점 입력 : 색상 채우기 할 영역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코 점 입력 : 대각선 방향의 다음점을 지정한다.(P2)

2) 그라데이션 그리기 및 수정 (CpGradientImage)
설계/그리기 > 그라데이션 그리기 및 수정 > 그라데이션 그리기를 클릭한다.

'해치'탭을 클릭한다.


한색은 색상채우기와 마찬가지로 한가지 색상을 채우는 기능이다. 여기서는 그라데이션을 넣기 위해
'두색'을 지정한다.



그라데이션으로 표시할 색상을 지정한다. '색상 1'으로 파란색을 '색상 2'로 흰색을 지정한다.



중심에 지정이 안되어 있을 경우 체크를 해주도록 하자



생성방법 중 '내부점'을 지정한다.



모든 설정값을 다 지정한 후에는 '확인'버튼을 누른다.

위의 방법으로 다른창에도 동일하게 해치를 넣어주도록 한다.

4. 지시선 그리기
지시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지시선 그리기(LeaderDraw)
치수 > 지시선 그리기를 클릭한다.
화살촉 유형 중 '네 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지시선 유형 선택'버튼을 클릭한다.


지시선 유형 중 '여섯 번째 유형'을 선택한다.



'enter'를 쳐서 다시 이전 대화 상자로 돌아간다.

문자 크기를 '200'으로 지정한다.


문자유형을 '돋움체'로 지정한다.



모든 설정값을 다 지정한 후에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지시선 시작점 지정 : 지시선의 시작점을 지정한다.(P1)


다음 화살표 삽입점 지정/<삽입종료(Enter)> : 두 번째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한다.(P2)



다음 화살표 삽입점 지정/<삽입종료(Enter)> : 세번째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한다.(P3)



다음 화살표 삽입점 지정/<삽입종료(Enter)> : 네번째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한다.(P4)



다음 화살표 삽입점 지정/<삽입종료(Enter)> : 'enter'를 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지시선꺽인점지정: 지시선이꺽여지는부분을지정한다.(P5)



지시선 끝점 지정 : 지시선의 끝점을 지정한다.(P6)



라이브러리대화상자(D)/<문자 입력> : 문자라이브러리대화상자를 표시하기위해'd'를입력한다.

문자 내용에 'THK 16 복층 유리'라고 쓴다.


문자 유형을 '돋움체'로 지정한다.



'실행'버튼을 눌러준다.



아래와 같이 문자 입력 메시지가 나타나면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라이브러리 대화상자(D)/<문자
입력> :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아래와 같이 문자 입력 메시지가 나타나면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라이브러리 대화상자(D)/<문자
입력> : 'enter'를 쳐서 명령을 종료한다.

2) 주요 명령어 및 단축키
면 색상 채우기 ( CpShadeImage : SI)
그라데이션 그리기 (CpGradientImage : GI)
지시선 그리기 ( LeaderDraw

: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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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동화 플롯

1. 자동화 플롯
ZWCAD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DWG파일을 자동으로 출력해준다.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
DWF, BMP, JPG, PNG, TIF, PCX, PLT, TGA, EPS 등의 파일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해상도 조절이 가능하다.
출력 외에 다양한 기능 지원(도면을 열지 않고 별도의 명령어 적용)
- 도면 최적화 : 도면층 터 삭제, Ghost 객체 제거, 빈 객체 그룹 제거, 소거
- 부가 기능 : 도면 한계를 도면 범위값으로 갱신, 줌을 도면 범위로 갱신, 도면 미리 보기 이미지 생성
- 도면 보정 : 객체별 UCS 기화
자유로운 플롯 영역의 설정
이전에는 배치탭에 도면을 한 장씩 작업해야만 여러장의 도면을 한번에 출력하는 것이 가능했다. 자동화 플롯에서는
여러가지 플롯 영역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도면이 한장의 모형탭에 있어도 경계에 따라 원하는 부분을 출력할 수
있다.
- 플롯 영역 : 화면, 범위, 한계, 지정문자 포함 뷰, 전체 뷰, 지정문자 포함 배치, 전체 배치, 지정 도면폼 블록
출력 리스트 관리
작업을 하다 보면 동일한 파일을 또 출력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시 도면을 선택 해서 출력을 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자동화 플롯에서는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 등의 출력했던 목록을 리스트로 저장하여 그 리스트를 불러오기만
하면 되므로, 불 요한 시간의 소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용자 명령 유틸리티
작업을 하다 보면 동일한 명령어를 여러 도면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픈하고 저장하는 시간만 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지루하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도 하다. 자동화 플롯은
적용할 모든 명령어를 입력해 놓으면 도면을 열지 않 고도 모든 도면에 적용할 수 있어 많은 시간과 사용자의 수고를 줄일
수 있다.

1) 자동화 플롯(CDAplot) 실행

/ 자동화 플롯 뷰(CDAViewplot) 설정

CADPOWER 의 경우 Windows7 이후로 자동화 플롯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좀 더 쉽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 되었다.

자동화 플롯 실행은 모형 공간에서 ISO 규격 A0~A4 폴리선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도각 뷰를 만들어 결과물을 출력
및 개별 파일(dwg)로 내보낼 수 있다.
자동화 플롯 뷰 설정은 자동 도각 뷰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설정하여 멀티 플롯을 실행한다.

자동화 플롯 명령을 실행한다.
자동 도각 뷰 설정 창에서 원하는 도면 번호 순서 규칙을 선택하고 ‘OK’버튼을 클릭한다.

모형 작업공간에 배치된 도면 순서 방향을 정의 한다.(선택한 방향으로 도각 뷰가 생성)
멀티 플롯(도각 뷰 설정)에 도면에 있는 도각 리스트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나타난다.

- 뷰 보기(ZOOM): 설정된 도각 뷰 확인
- 추 가: 새로운 뷰 작성
- 삭 제: 추가된 도각 뷰 선택하여 삭제
- 위 로 / 아 래 로: 도각 뷰 위치 변경

- 전체선택 / 해제: 도각 뷰 목록 선택 및 해제
멀티 플롯(장치이용 출력)에서 설정한 도각 뷰를 출력하기 위해 ‘프린터’를 선택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한
다.

프린터/플로터, 용지, 영역, 축척, 유형, 방향 선택 이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한다.

멀티 플롯(파일 출력)은 각각의 파일로도 출력이 가능하다 ‘파일’을 선택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된 파일이름 + 설정된 도각 번호로 개별 파일이 생성된다.

2) 자동화 플롯(구)



메뉴 및 실행아이콘 : 자동화 플롯의 다양한 메뉴 및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 아이콘의 명령은 마우스로 선택된 파일과 상관없이 출력 목록에서 체크되어 있는 파일에만 실행된다.



트리 뷰 : 그룹 및 플롯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하위 항목을 만들기 전에 상위 항목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4 가지 항목에 대한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다.

그룹 추가 : 플롯 목록에 대한 그룹을 추가한다.

플롯 리스트 추가 : 플롯 파일에 대한 목록을 추가한다.


'기본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 을 클릭하여 '플롯 목록 추가'를 선택한다.



목록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평면도'라는 플롯목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름 바꾸기 : 그룹이나 플롯 목록의 이름을 변경한다.



이름을 변경할 항목에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 바꾸기'항목을 클릭한다.



아래 그림처럼 평면도를 입면도로 이름을 변경한다.

선택항목 삭제 : 선택한 그룹이나 플롯 목록을 삭제한다.


'입면도'라는 플롯 목록을 삭제하기 위해 '입면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항목 삭제'를
선택한다.



아래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오면 [예]버튼을 클릭한다.

미리보기 창 : 선택한 파일의 저장된 내용을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출력 파일 목록 : 출력할 파일의 목록 및 출력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 경로, 장치, 용지, 영역, 맞춤, 축척, LWS,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유형, 중심, X, Y,

회전, 매수와 같은 설정값들을 확인할

수

도면 열기 : 선택한 도면을 열기한다.


오픈하려는 파일 항목을 아래 그림처럼 선택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도면 열기'항목을

클릭한다.



선택한 도면이 오픈된다. 또는 출력 파일 목록에서 오픈하려는 파일을 더블클릭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계선을 변경하려면?


아래와 같이 칸의 간격이 넓은 경우(예 : 경로) 주어진 문자에 맞게 칸의 비를 조정 할 수 있다.



마우스를 경계선으로 가져가서 아래와 같은 커서 모양이 나타나면 마우스 왼 버튼을 더블 클릭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문자에 맞게 폭이 조정된다. 비를 조정하려면 위와 같은 커서 모양이 나타날 때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된다.

3) 자동화 플롯(구) 파일 추가
파일 선택하여 추가 (파일 > 파일 선택하여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할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추가할 파일을 선택(CTRL 과 SHIFT 를 사용하여 여러 파일 선택 가능)한 후 [열기]버튼을 클릭한다.

폴더 선택하여 추가 (파일 > 폴더 선택하여 추가)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할 폴더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추가할 폴더를 선택(CTRL 과 SHIFT 는 사용 안됨 , 하나의 폴더만 선택 가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2 가스레인지'폴더의 파일들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열린 파일 추가 (파일 > 열린 파일 추가)
현재 오픈되어 있는 파일들을 출력 파일 목록에 추가한다.

플롯 옵션 설정 (플롯 > 플롯 옵션 설정)


출력 파일 목록에서 플롯 옵션을 설정하고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도면명 앞에 체크가 되어 있는 파일만
플롯 옵션 설정이 적용된다.) '플롯 옵션 설정'을 클릭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플롯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프린터와 용지, 플롯영역, 플롯축척, 플롯 유형, 플롯
간격띄우기, 도면 방향, 플롯매수 등의 설정값을 지정한다. 종이로 출력하려면 연결 프린터를 지정해주고,
JPG 나 다른 유형으로 출력하려면 해당 프린터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는 JPG 형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자. 플롯영역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전체배치를 선택하도록 한다. 모든 설정값을
지정하였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자.



선택한 파일만 위에서 지정한 플롯 설정값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플롯 (플롯 > 플롯)


플롯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플롯'명령을 실행한다.



아래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하여 플롯을 진행한다.



작업 진행 대화상자가 나타나서 현재 플롯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지, 일시정지, 재생을 선택해서 플롯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플롯 종료한 후에 로그를 확인하려면 [예]버튼을 아니라면 [아니오]버튼을 클릭한다.



여기서는 JPG 로 출력했으므로 로그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예]버튼을 눌러보도록 하자.



플롯과 관련된 작업 진행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플롯 파일 개수, 저장 위치, 작업 결과 등)

도면 열기 (도구 > 도면 열기)


오픈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선택한 후 '도면 열기'명령을 실행한다.

선택한 파일들이 오픈이된다.

배경실행 유틸리티 (도구 > 배경실행 유틸리티)



도면을 오픈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설정값들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풀다운 메뉴 명령에서 '도면층 터
삭제', 'Ghost 객체 제거', '빈 객체 그룹 제거', '소거', '객체별 UCS 기화'와 같은 명령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명령을 실행할 파일들을 선택한 후 '배경실행 유틸리티'명령을 실행한다.



베경실행 유틸리티에서는 도면 최적화와, 부가 기능, 도면 보정, 도면 변환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한다.
블록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면 최적화의 옵션들을 모두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도면의 버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도면 변환 수행'에 체크를 하고, 변환 하고자 하는 파일의 버전을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정을 지정한 후에 ‘확인’버튼을 클릭한다.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지, 일시정지, 재생 등 진행 사항을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작업이 끝나면 로그를 확인하는 창이 표시된다. [예]를 클릭하여 로그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작업을 진행하고 난 결과를 로그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명령실행 유틸리티 (도구 > 사용자 명령실행 유틸리티)


공통된 명령을 계속해서 실행해줘야 할 경우 명령어를 리스트화해서 저장한 후 선택한 파일들에 적용을
해준다. 단, 순서는 조절이 안 된다.



Erase all 명령을 등록해보도록 하자. '이름'부분에 적용된 명령어를 알기 쉽도록 입력한다. 될 수 있으면
적용할 명령어와 똑같이 설정해야 알아보기 쉽다. 물론 입력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다.

입력을 한 후에는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명령어를 저장한다. 명령 입력창에는 명령어가 적용 시



Command 에 입력할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주면 된다. 즉, 위의 대화상자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그룹 추가 (프로젝트 > 그룹 추가)
플롯 목록에 대한 그룹을 추가한다. 트리뷰에서 '기본 그룹'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 추가'를
선택한다.

아래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서 동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폴더명을 입력한다.



위에서 입력한 폴더명의 그룹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플롯목록 추가 (목록 > 플롯목록 추가)


플롯 파일에 대한 목록을 추가한다.



'기본도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플롯 목록 추가'를 선택한다.



목록의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평면도'라는 플롯목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름 바꾸기 (목록 >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 그룹이나 플롯 목록의 이름을 변경한다.



이름을 변경할 항목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 바꾸기'항목을 클릭한다.



아래 그림처럼 평면도를 입면도로 이름을 변경한다.

선택항목 삭제(그룹 > 선택항목 삭제)



선택항목 삭제 : 선택한 그룹이나 플롯 목록을 삭제한다.



'입면도'라는 플롯 목록을 삭제하기 위해 '입면도'에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하고 '선택항목 삭제'를
선택한다.

2. 자동화 플롯 뷰 설정
뷰를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출력시 순서를 조정한다. 뷰 순서를 변경하면 뷰 이름과 출력 순서가 바뀌게 된다.
ZWCAD 에서 View 명령어로 생성한 뷰는 '출력 전용 뷰 관리자'목록상에 표현되지 는다. 그러나 '플롯전용 뷰'에서
생성한 뷰는 ZWCAD

뷰 대화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자동화 플롯 뷰(ATSetPlotView)
풀다운 메뉴 [파일 > 자동화 플롯 > 자동화 플롯 뷰 설정]을 클릭한다.

뷰를 추가하기 위해 [추가]버튼을 클릭한다.

뷰로 만들고자 하는 객체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객체 선택 : P1 을 지정한다.



객체 선택 : P2 를 지정한다.



객체 선택 : Enter 를 쳐서 선택을 종료한다.

출력 전용 뷰 관리자에 뷰 목록이 추가되어 있다.

뷰의 순서를 이동해보도록 하자. 'Power_Plot_View_002'를 선택한 후 [위로]버튼을 클릭한다.

다시 아래로 이동하기 위해 [아래로]버튼을 클릭한다.

잘못 만들어진 뷰가 있다면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제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장 및 닫기]버튼을 클릭하여 명령을
종료한다.


뷰를수정한후에는항상도면을저장해야출력 시적용을유의하도록하자. Power_Plot_View_001 을선택하고'뷰
보기(ZOOM)'을클릭한다

Power_Plot_View_001의 해당 뷰를 볼 수 있다.

3. 자동화 플롯 환경 설정
파일 출력에 대한 경로를 지정하는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1) 자동화 플롯 환경 설정(ATPLOTCFG)
풀다운메뉴 [파일>자동화 플롯>자동화 플롯 환경 설정]을 클릭한다.

JPG로 파일을 출력하려고 한다. '파일 플롯 출력 경로에 있는 '기본값 사용(권장)'을 체크 해제하고 '파일 경로별
지정폴더로 출력'에 체크를 한 후 폴더명을 'Image_Plot'으로 지정한다. 설정값을 다 지정한 후 [확인]버튼을 클
릭한다.



위의 있는 설정값 대로 플롯 환경 설정값을 지정하였다면 '플롯'명령을 실행하도록 하자. 아래 로그 파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 가스레인지/ki-ga-001-D-P.dwg'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가스레인지/Image_Plot'이라는
폴더에 ki-ga-001-D-P.jpg 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 dwg 파일이 있던 위치에 지정한 이름의
폴더가 생성되고 그 폴더 안에 JPG 파일로 저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경실행 유틸리티의 저장 경로를 설정하려면 '배경 작업 출력 경로'를 수정하고,

사용자 명령실행 유틸리티의 저장 경로를 설정하려면 '사용자 명령 작업 출력 경로'를 수정하면 된다.

2) 옵션
파일 플롯 출력 경로 : 종이 출력이 아닌 파일 출력이 출력되는 경로를 지정한다.

- 기본값 사용(권장) : '파일 경로로 출력'이 기본값이다.
- 파일 경로로 출력 :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 저장된다.
- 파일 경로별 저장 폴더로 출력 : 지정한 이름의 폴더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 생성되고, 그 폴더에파일이
저장된다.(기본값: AUTOMATION_PLOT_ OUT)

- 지정 경로 일괄 출력(동일 파일명이 존재 시 덮어쓰기) :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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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표준화 도구

1. 표준화 도구
표준화 도구는 표준화에 요한 레이어명 관리 및 객체 레이어 관리를 지원하는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다.

1) 표준 레이어 관리(StdLayerMgr)
표준 도면의 레이어명을 관리하는 메뉴이다. 다만, 이곳에서 표준 레이어명을 변경하더라도 적법성 검토 기능에서
작성되는 표준 레이어명에는 반영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대분류
도면에 따른 레이어 체계를 나타낸다. 현재 건축 카테고리만 지원이 되고 있다.



중분류
대분류에 따른 서브 카테고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대분류가 건축인 경우 구조물도, 용지도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수정
선택된 레이어 목록의 내용을수정한다.



추가
신규 레이어를 목록에 추가한다.



삽입
신규 레이어를 현재 선택된 목록 아래 위치에 추가한다.



삭제
선택된 레이어를 삭제한다.

2) 표준 레이어변환(StdLayerChange)
도면의 레이어명을 표준 레이어명으로 변경 한다. 열려있는 도면부터 외부 도면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레이어 설정
현재 도면 혹은 외부 도면 및 폴더의 파일을 지정한 다음 표준 레이어 리스트에서 요한 레이어를 [▶]
버튼을 눌러 적용 레이어 리스트로 옮기거나 마우스로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옮길 수도 있다.

레이어 맵핑
선택한 적용 레이어 목록에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로 끌어다 놓기 방식으로 대상 도면의
레이어 목록에서 선택한 표준 레이어로 변환하고 싶은 레이어를 일치시킨다. 이때 설정했던 내용은 저장 및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맵핑 속성변경
변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적용할 레이어의 색상과 선종류 및 굵기를 변경해줄 수 있다. 작업을 마치고 변환을
누르면 처음에 지정했던 위치에 표준 레이어 변환이 완료된 도면이 생성된다.

3) 표준 도면 점검(StdDwginspeCtion)
표준 레이어명 체계를 벗어난 레이어 및 블록들과 레이어에 있는 Entity 개수 등을 점검 결과로 보여준다. 이후에
설명할 적법성 검토의 '도면요소 검토'와는 별개의 기능이다.

4) 표준 레이어생성(StdLayerMake)

생성하고 싶은 표준 레이어를 목록에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Shift 키와 Ctrl 키를 이용해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다.

5) 객체 레이어변경(StdLayerEnt)
선택된 객체들의 레이어를 변경한다. 표준 레이어가 아니어도 변경이 가능하고, 표준 레이어 목록을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
레이어를 변경할 대상 객체를 선택하고 변경하려는 레이어에 배치된 객체를 선택 하거나 대화상자를 통해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다.

6) 현재 레이어 변경(StdLayerCur)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로 선택한 객체들의 레이어를 변경 한다.

변경하려고 하는 레이어가 지금 활성화 되어 있으면 바로 객체를 선택해주면 되고 대화상자를 띄우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목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레이어가 선택했던 레이어로 변경되며 레이어가
없으면 생성이 된다.

2. 표준화 작성
표준화 작성 기능은 표준화 도면 시트 및 창호부호, 구름개정 등의 표시 그리기를 지원해주는 도구이다.

1)

표준도면 작성(CreateStdSheet)
생성하려는 표준 시트의 모양과 크기를 설정 한다.

생성하려는 시트의 내용을 입력하고 완료한다.

2) 표제 수정( ModifyStdSheet)
명령 실행 후 대상 표준 시트를 선택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3) 도면명 표시그리기(RepSignName)
타입과 상세 속성들을 설정하고 작도 버튼을 누른 다음 삽입점을 입력하면 그대로 삽입된다.

4) 실명 표시그리기(RepSignRoom)
원하는 표시 타입을 선택하고 상세 속성을 설정한 다음 작도 버튼을 눌러 삽입하면 완성된다. 인출선이 필요할
경우 하단에 인출선으로 연결 옵션을 체크해주면 된다.

5) 평면-단면-입면-전개 표시 그리기(RepSignSpread)
평면-단면-입면-전개도의 기호를 그릴 수 있다.
평면-단면-입면-전개도 기호를 작도한다. 옵션의 설정을 완료하고 작도 버튼을 누른 다음 방향점을 지정해주면
완료된다.

6) 창호부호 표시 그리기(RepSignWindow)
창호부호 표시 기호를 그린다. 속성을 설정하고 작도를 누른 다음 위치를 지정해주면 완료된다.

7) 구름개정 표시 그리기(DrawClude : RDC)
구름개정 표시 기호를 그린다.
명령어를 입력하고 모양 및 속성을 지정한 이후에 좌 하단과 우 상단 지점을 찍어주고 나서 개정 차수 기준점
과 종료점을 차례대로 입력해주면 완료된다.

3. 적법성 검토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 시스템 e-AIS (세움터) CAD 플러그인이 LISP 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기능상의
한계와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향상된 편리성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건축행정 표준도면을 작성 및 검토하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다.

적법성 검토는 크게 요소를 작도하고 확인하는 기능과 이상 유무 점검 및 속성 제거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다.

폐곡선 (閉曲線) / 비 폐곡선 / 이격거리 요소로 구분되며 일부 면적 요소들의 경우 추가로 속성을 가진다.

표준 레이어 명

요소 이름

폐곡선 여부

속성 유무

AA-STXM-STEB

대지 경계선

O

X

AA-STXM-STER

실사용 대지면적

O

X

AA-STXM-SEXC

제외 면적선

X

X

AA-STMX-ROAD

도로선

X

X

AA-STMX-RCEN

도로 중심선

X

X

AA-STMX-ARCH

건축선

X

X

AA-STMX-BLDG

건물 외곽 중심선

O

X

AA-STMX-PUBS

공개공지 면적

O

X

AA-STMX-LNDO

조경 면적

O

O

AA-AXIS-FARA

층별(바닥) 면적

O

O

AA-STMX-BTBA

건축선과 이격거리

X

X

AA-STMX-BTBL

인접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

X

X

AA-STMX-BDOL

건물 외곽선

X

X

1) 폐곡선 :속성 없음(DrawLandBorder)
속성 없는 폐곡선에 해당하는 요소 작도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다.

요소 이름

작도 명령

작도 단축키

대지 경계선

DrawLandBorder

DLB

실사용 대지면적

DrawRealLand

DRR

건물 외곽 중심선

DrawCenterOutline

DCL

공개공지 면적

DrawPublicArea

DPA

폐곡선은 기본적으로 '다각형 그리기' 방식을 사용해서 그려지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폐곡선으로 그려야하는지
개곡선(開曲線)으로 그려야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3점(A) : 포인트를 3개 찍어서 폐곡선을 그린다.

2점(B) : 포인트를 2개 찍어서 폐곡선을 그린다.

객체 선택(S) : 폴리선 객체를 직접 선택한다.
속성 없는 폐곡선 요소들을 확인 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요소 이름

확인 명령

확인 단축키

대지 경계선

CheckLandBorder

CLB

실사용 대지면적

CheckRealLand

CRA

건물 외곽 중심선

CheckCenterOutline

CCO

공개공지 면적

CheckPublicArea

CPA

요소 확인을 한다는 것은 해당 요소를 제외한 모든 도면 객체들을 회색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에
배치된 객체가 많으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다. 요소 확인은 적법성 검토 객체들에 공히 적용되므로 뒤에
설명하는 확인 명령들에 대해서는 명령어만 소개하도록 한다.

확인을 종료하면 그레이 처리된 상태가 풀리면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

2) 폐곡선 (속성 있음)
속성이 존재하는 폐곡선에 해당하는 요소 작도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다.

요소 이름

작도 명령

작도 단축키

조경 면적

DrawLandscapeArea

DLS

층별(바닥) 면적

DrawFloorArea

DFA

속성 없는 폐곡선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다각형 그리기' 방식을 사용해서 그려지게 된다. 차이점은 별도의 속성을
지정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속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위치선택(C) : 조경 면적이 어느 층에 위치하는지 지정하는 부분이다. 상단의 예시처럼 위치를 변경하면 명령
문자열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속성변경(C) : 층별(바닥) 면적의 속성을 지정한다.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속성 지정 화면이 뜬다.



다수 동 입력 : 체크하면 시작 동부터 마지막 동까지 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수 층 입력 : 체크하면 끝 층의 위치와 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면적구분 : 바닥면적 혹은 제외면적인지 타입을 지정한다. 기본 값은 바닥면적으로 되어 있다.

속성이 있는 폐곡선 요소들을 확인 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

요소 이름

확인 명령

확인 단축키

조경 면적

CheckLandscapeArea

CLS

층별(바닥) 면적

CheckFloorArea

CFA

3) 개곡선 (開曲線)
폐곡선이 아닌 객체로서 폐곡선 요소가 아닌 나머지 모든 요소가 이에 해당된다. 한 가지 특이점은 뒤에 설명할
도면요소 검토 시에 개곡선 요소들이 폐곡선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폐곡선 요소들은 개곡선으로 그려져서는 안 되지만 개곡선 요소들은 폐곡선이던 개곡선이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요소 이름

작도 명령

작도 단축키

제외 면적선

DrawExceptedArea

DEA

도로선

DrawRoad

DRO

도로 중심선

DrawCenterRoad

DCR

건축선

DrawArch

DAC

건물 외곽선

DrawOutline

DOL

개곡선은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찍어나가면서 완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포인트를 찍어나가는 중에 이전 포인트로 되돌리고 싶으면 U 옵션을 입력한다.

개곡선 요소들의 확인 명령은 다음과 같다.

요소 이름

확인 명령

확인 단축키

제외 면적선

CheckExceptedArea

CEA

도로선

CheckRoad

CRO

도로 중심선

CheckCenterRoad

CCR

건축선

CheckArch

CAR

건물 외곽선

CheckOutline

CLN

4) 이격거리
특정한 적법성 객체간의 최단 이격거리를 찾아 폴리선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이다.

요소 이름

작도 명령

작도 단축키

건축선과 이격거리

DrawDistToArch

DTA

인접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

DrawDistToLandBorder

DLA

건축선과의 이격거리는 먼저 건축선 객체를 선택한 다음 건물 외곽선 객체를 선택함으로서 완료된다. 명령이
완료되면 건축선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 외곽선의 지점을 폴리선으로 그려주는데, 단순히 점과 점의 거리만이 아니라
건물 외곽선이 호(Arc)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그려진다.

인접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는 먼저 건물 외곽선 객체를 선택한 다음 대지 경계선을 선택함으로서 완료된다. 명령이
완료되면 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 외곽선의 지점을 폴리선으로 그려준다. 역시 건물 외곽선이 호(Arc)를
포함하는 경우도 고려되어 있다.

이격거리 객체들을 확인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다.

요소 이름

확인 명령

확인 단축키

건축선과 이격거리

CheckDistToArch

CDA

인접대지경계선과 이격거리

CheckDistToLandBorder

CDL

5) 적법성 검토 - 속성 제거
적법성 검토 속성을 제거 한다는 것은 객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대상 객체의 레이어를 0 번 레이어로 변경하고
기록되어 있는 XDATA 를 삭제 한다는 의미이다.

기능
속성 제거

명령
RemoveAttribute

단축키
RAT

6) 적법성 검토- 도면요소 검토
도면요소 검토를 실행하여 표준 도면의 이상 유무를 찾을 수 있다. 폐곡선으로 되어야만 하는 객체가 정상적으로
닫혀 있는지, 속성이 있어야 하는 객체가 올바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기능
도면요소 검토

명령
InspectLegalDWG

단축키
ILD

검사가 완료되어 목록이 나타나면 해당 목록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한 이후 위치 확인 버튼을 눌러서 객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7) 적법성 검토 - 속성
적법성 검토 객체들이 선택되면 해당 객체의 요소명과 레이어 그리고 색상 및 길이 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요소명 : 선택된 요소의 명칭을 나타낸다.
• 레이어 : 선택된 요소의 레이어 명칭.
• 색상

: 선택된 요소의 레이어 색상.

• 면적 또는 길이 : 폐곡선 객체는 면적을, 비 폐곡선 객체는 길이를 나타낸다.
• 요소 속성 : 조경 면적 같은 속성을 가지는 객체의 속성을 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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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편리한 기능

CADPOWER 의 주요 기능외에 편리한 여러 기능을 통해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1. 환경 부분

1) 도면 비교(Compare)
비교 기준 도면과 대상 도면을 선택하여, 두 도면 사이의 차이를 표시해주는 기능이다. 복잡한 도면에서 수정된 곳을
육안으로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우나, 도면 비교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수고를 덜어준다. 이 기능은 기준 도면과 대상
도면 그리고 비교 결과 창을 보여주고 비교 결과창에는 차이점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한눈에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는데 좌측상단은 기준도면, 좌측하단은 대상도면 우측 창은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캐드파워의 [파일] 메뉴를 클릭하여 [도면 비교]명령을 실행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도면 비교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도면 1의 오른쪽
택한다.

끝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기준 도면을 선

기준도면의 경로와 파일을 지정한 후 [열기]버튼을 클릭한다.

위에서 지정한 경로와 도면명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비교 대상 도면을 지정하기 위해 도면

2 오른쪽 끝에 있는 버튼을 클릭한다.

대상도면의 경로와 파일을 지정한 후 [열기]버튼을 클릭한다.

2) 작업 팔레트(WorkPanel)
작업에 관련한 목록을 보여주는 작업창 이다. 현재는 최근 사용한 도면의 목록을 나타내 주는 최근 파일 목록 기능만
가능하다. 이 기능은 ZWCAD 2000 버전 이상의 MDI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작업 창이 감추어져 있으면 명령이 실행된 후 작업 창이 활성화 된다.

파일 추가 :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을 최근 작업 도면 리스트에 가져온다. 맨 마지막에 추가된다.
파일 삽입 :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을 최근 작업 도면 리스트에 가져온다. 리스트에서 지정한 위치 다음에 삽입된다.
파일 삭제 : 최근 작업 도면 리스트에서 선택된 도면들을 리스트에서 제거한다. 파일 열기 : 선택한 도면을 연다.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해당된 도면이 열린다.
마우스를 파일 위에 가져가면 해당하는 파일의 전체 경로를 자동으로 볼 수 있다.

3) 선택 툴 팔레트(SelectToolPal)
도면의 객체들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선택하고 선택된 객체들을 볼 수 있다.

갱신 모드
실시간 모드는 도면의 선택이 잦은 작업에 있어서는 조금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실시간 : 현재 도면이 바뀌게 되면 선택 옵션들의 목록들이 갱신되게 된다.



수동 : 현재 도면이 바뀌게 되어도 선택 옵션들의 목록들이 바뀌지 고 갱신버튼을 클릭했을 때 선택
옵션들이 갱신된다.

적용범위


현재 도면 : 현재 모형공간, 배치공간을 통틀어 모든 객체에 대해서 선택 옵션들을 적용한다.



현재 모델/배치 : 현재 모형공간 또는 배치 공간에 대해서만 선택 옵션들을 적용한다.



선택된 객체 : 현재 선택된 객체들에 대해서만 선택 옵션들을 적용한다.

선택옵션


객체 선택 설정 : 사용자가 지정된 객체의 속성과 동일하게 선택옵션을 자동으로 설정해준다.



도면층 : "도면층"에 체크를 하면 도면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도면층 옵션이 결정된다.



색상 : "색상"에 체크를 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색상 옵션이 결정된다.



선종류 : "선종류"에 체크를 하면 선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선종류 옵션이 결정된다.



객체유형 : "객체유형"에 체크를 하면 객체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객체유형 옵션이
결정된다.



블록유형 : 객체 유형이 "INSERT"일때 활성화 되며 "블록 유형"에 체크를 하면 블록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블록유형 옵션이 결정된다.



치수유형 : 객체 유형이 "DIMENSION"일 때 활성화가 되며 "치수 유형"에 체크를 하면 치수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치수유형 옵션이 결정된다.



문자유형 : 객체 유형이 "TEXT" 나 "MTEXT"일 때 활성화가 되며 "문자 유형"에 체크를 하면 문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고 문자유형 옵션이 결정된다.



반전 선택 설정 : 선택옵션들에 해당되지 는 객체들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결과


선택 : 적용범위와 선택옵션에서 설정된 객체들에 대해서 Select 를 하고 객체들을 리스트로 보여준다.



선택 결과 보기 : 객체들을 Select 는 하고 리스트에서는 결과를 보여주지 게 할 수 있다.



선택된 결과에서 더블클릭을 할 때 해당하는 객체들을 찾아서 보여주며 선택된 객체를 알아보기 쉽게 사각
점선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마우스를 리스트에 가져가면 해당 객체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특정 객체의 속성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객체를 선택하려면?

- 명령 : stp
- 작업 팔레트 창의 객체선택설정 아이콘을 클릭한다.

- 도면에서 해당 객체를 선택한다.
- 선택한 객체의 정보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적용 범위를 현재도면으로 설정한다.

- 선택결과보기를 체크하고 선택을 클릭한다.

- 선택된 객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택옵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만 체크하여 더 쉽고 편리하게 객체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객체 선택 설정
아이콘을 이용하지 고도 선택옵션을 수동으로 입력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4) 단축 명령 설정(OneKey)
ZWCAD 와 Cadpower 의 명령어 단축키를 설정하는 기능이다.

리습을 올려서 사용하거나 없는 명령어는

'추가'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어와 단축키를 설정해놓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단축명령 추가

: 새로운 단축키 명령을 추가한다. 버튼을 누르면 공백 라인이 마지막에 추가가 되며 Key 와

FullCommand, 설명, 분류를 설정한다.
선택한 단축명령 삭제
단축명령 저장

: 삭제하고자 하는 단축명령을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삭제된다.

: 단축명령을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되었을 때 활성화가 되며 저장버튼을 눌러 하여야 단축

명령이 적용된다.
명령 실행

:

선택한 명령을 바로 실행 할 수 있다.

5) 라이브러리 블록관리자(LibMgr)
CADPOWER 의 라이브러리 매니저(LM)는 파일을 직접 열지 고, 선택된 파일의 미리보기 뿐만 아니라. 각종 파일에
입력된 도면정보, 파일 내부 블록의 미리보기 까지 볼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한점 또는 배열로 삽입이 가능하며 가로 여백과 세로 여백은 블록 배열이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다.

기본 옵션


시점 :

평, 입면 라이브러리 중 사용할 시점을 정한다.



상세 설정 :

간단한 모양과 자세한 모양 중 선택한다.



제목 보기 :

라이브러리 미리보기 아래의 상세정보 대신 제목만 보일지 지정한다.

삽입옵션


도면층 : 블록의 도면층을 정한다.



색상 : 블록의 색상을 정한다.



배율 : X, Y 축의 배율을 정한다.



회전각 :



벽속삽입 :



벽속 삽입을 체크하지 않으면 보통 삽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CADPOWER 이전 버전에서 문이나 창

블록의 각도를 정한다. 벽 속 삽입이 체크되어 있으면 활성화 되지 는다.
문이나 창을 삽입할 때 활성화 된다.

심볼 삽입과 같다.)

벽 속 삽입은 문이나 창을 벽체에 사용된다.

◁ 벽 속 삽입을 체크하면 나타난다


삽입 후 블록 명 :

블록을 도면에 삽입 후 블록 명을 바꿔서 지정할 수 있다.



좌표점 입력 : 블록이 도면에 삽입될 기준 좌표점을 미리 입력하여, 따로 도면상에 점을 찍어줄 요 없이
바로 삽입 가능하다. 또, 좌표점을 상대 좌표 방식('@'사용)으로 입력할 경우, 도면상에 찍는 점에 대한
상대 좌표를 계산하여 삽입된다.

6) 오스냅 설정(OSS)
10 개의 사용자 오스냅 그룹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그룹을 이용하여 오스냅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OSNAP1~0 까지 각각 객체 스냅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각 OSNAP 의 단축키는 OSNAP1 -> OS1, OSNAP2 -> OS2 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7) 사용자 매크로 편집(UserMacroEdit)
Script File 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명령어이다. 하지만 곧 바로 쓸 수 없고, 반드시 Command 에서 Script 라고 입력
후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야 실행이 된다.



명령 : 현재 입력되어있는 Command 명령어를 보여준다.



입력 : Command 상자에 삽입할 Command 명령어를 입력한다.



삽입 : Edit 에 입력한 명령어를 Command 로 넘겨준다.



삭제 : Command 상자에 있는 명령어를 삭제한다.



갱신 : Command 상자에 있는 명령어를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준다.



새매크로 : 현재 있는 모든 명령어를 지우고 새로운 다이얼로그 상자를 띄워준다.



열기 : 기존에 저장된 Script File 을 불러준다.



저장 : 지금까지 작성한 Script File 을 저장한다.



종료 : 명령을 종료한다.

매크로 완성 후 Auto CAD 의 "Script" 명령을 이용해 작성한다.

8) 도면 내 문자열 일괄 변경(TextNamechange)
도면내의 텍스트(블록 내 텍스트 포함)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기능이다.



텍스트선택

명령어를 실행하면 ZWCAD 의 명령어창에 "일괄 변경할 문자를 선택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텍스트들을 선택한다.


옵션지정

텍스트를 선택하고 나면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하여 바꾸고자 하는 새 문자열을 만들고
변경버튼을 선택하여 일괄 변경한다.

설정값 목록


이 대화상자에서 설정한 값들을 이름을 주어 저장을 해서 다음에 이 이름을 선택하면 저장된 값들이
세팅된다.

문자열 설정
문자열을 일괄 변경하기 위해서 몇가지 정의된 예약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S> 문자열 : 원래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의미한다.



<N> 파일명 : 현재도면의 파일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면파일이 평면도.dwg 일경우 파일명은
"평면도"가 된다.



<N#-#> 파일명 범위 : 파일명의 부분문자열을 의미하는데 예를들어 파일명이 평면도일 경우 <N1-2>는
"평면"이

된다.



<YMD>

날짜 : 현재 날짜를 의미한다.(예 : "20050628")



<HMS> 시간 : 현재 시간을 의미한다.(예 :

"172542")



<C>

자동번호 : 시작값과 증가값을 가지고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시작값이 1 이고 증가값이

1 일경우 "문자열 1", "문자열 2" … 순서대로 자동번호가 붙여진다

바꾸기


찾을내용 : 문자열내에서 찾을 문자열을 나타낸다.



바꿀내용 :



대/소문자 구분 :

문자열내에서 특정부분을 바꿀 내용을 나타낸다.
대소문자를 구분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한다.

자동번호


시작값 : 자동번호를 매길 때 처음 시작 숫자를 의미한다.



증가값 :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길 때 증가되는 값을 의미한다.



자동자릿수 : 자동으로 자릿수를 매길지 여부를 지정한다.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자릿수는 1 이 된다.



자릿수 : 자동으로 자릿수를 매길 때 숫자의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예를들어 3 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작값이 1 이고 증가값이 2 일경우 001,003,005,007..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상세설정


정렬방법 : 선택한 텍스트들의 문자열들을 정렬하는 방법을 지정한다. 정렬방법으로는
"오름차순","내림차순", "위치순(XY 순서)","위치순(YX 순서"가



블록내부문자 포함 :

있다.

이 옵션은 블록내의 문자열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지정하는 것이다.

기타


객체선택 : 추가적으로 도면내의 텍스트를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래로 : 현재 선택되어 있는 문자열을 아래로 보낸다.



위로 : 현재 선택되어 있는 문자열을 위로 보낸다.



직접 편집 : 아래와 같은 대화상자를 이용하여 리스트에 나와 있는 문자열을 직접 편집하여 변경한다.



변경 : 일괄적으로 문자열들을 변경한다.



실행취소 : 일괄 변경된 문자열들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결과보고서 : 일괄 변경된 내역을 보여준다.

9) 파일 및 폴더명 일괄 변경(FileNamechange)
일반적인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일괄 변경하는 기능이다.

설정값 목록
이 대화상자에서 설정한 값들을 이름을 주어 저장을 해서 다음에 이 이름을 선택하면 저장된 값들이 세팅된다.

파일명 설정
파일명을 일괄변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의된 예약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N> 파일명 : 확장자를 뺀 파일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파일이 평면도.dwg 일경의 파일명은 "평면도" 가 된다.



<N#-#> 파일명 범위 :

파일명의 부분문자열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파일명이 평면도 일경우 <N1-2>는

"평면"이 된다.


<YMD> 날짜 : 현재 날짜를 의미한다.(예 : "20050628")



<HMS> 시간 : 현재 시간을 의미한다.(예 : "172542")



<C> 자동번호 : 시작값과 증가값을 가지고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시작값이 1 이고 증가값이 1 일 경우 "문자열 1", "문자열 2" … 순서대로 자동번호가 붙여진다.

바꾸기


찾을내용 : 파일명 내에서 찾을 문자열을 나타낸다.



바꿀내용 : 파일명 내에서 특정부분을 바꿀 내용을 나타낸다.



대/소문자 구분 : 대소문자를 구분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한다.

자동번호


시작값 : 자동번호를 매길 때 처음 시작 숫자를 의미한다.



증가값 :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길 때 증가되는 값을 의미한다.



자동자릿수 : 자동으로 자릿수를 매길지 여부를 지정한다. 이 부분이 체크되어 있으면 자릿수는 1 이 된다.



자릿수 : 자동으로 자릿수를 매길 때 숫자의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3 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작값이 1 이고 증가값이 2 일 경우 001,003,005,007..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기타


폴더명 변경 : 파일명을 변경할 것인지 폴더명을 변경할 것인지를 지정한다.



아래로 : 현재 선택되어 있는 파일명을 아래로 보낸다.



위로 : 현재 선택되어 있는 파일명을 위로 보낸다.



직접 편집 : 아래와 같은 대화상자를 이용하여 리스트에 나와 있는 파일명을 직접 편집하여 변경한다.



변경 : 일괄적으로 파일명들을 변경한다.



실행취소 : 일괄 변경된 파일명들을 원래대로 복원한다.



결과보고서 : 일괄 변경된 내역을 보여준다.

2. 설계 부분

1) 표 그리기(Excel2Table : E2T)
Execl 로 작업된 파일을 AutoCAD 객체로 표를 그릴 수 있다.
파일 형식 확대”Excel 97-2003 통합문서 (*.xls)”, “Excel 통합문서 (*.xlsx)”
표 그리기 명령을 실행한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Excel 파일을 선택한다.

표로 작성될 Excel Sheer 및 범위를 설정한다.


'Excel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Excel 원본파일을 확인 할 수 있다.



작성되는 표의 문자 및 도면층을 설정한다.

'OK'버튼을 클릭 이후 작업영역에서 삽입점을 선택하면 AutoCAD 객체로 표가 그려진다.

2) 멀티 면적 산출(CDArea : CAPY)
다중 객체를 선택하여 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 산출 값에는 정밀도 조정, 문자 및 레이어 설정, 문자주위 프레임
표시를 할 수 있다.

표현 선택


사용 및 정밀도: 값을 계산할 단위 및 소수점 정밀도를 선택을 할 수 있다.



머



- 기 호: 값의 단위 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

리

말: 계산된 값 앞에 표현되는 문구를 작성할 수 있다.

기타 설정


계산되는 값의 문자 및 도면층을 설정 한다.

문자 주위에 프레임 그리기


계산된 값의 문자 프레임 그리기를 선택할 수 있다.

객체 선택(폴리선)


다중 객체(폴리선) 선택(마우스 드래그 선택 가능)을 할 수 있다.

선택 완료(space) 실행


3)

선택된 객체 중간에 자동 배치된다.

전체 소거(CDPurgeAll : pua)

사용하지 않는 요소 및 오류 객체를 한번에 삭제할 수 있다.

4) 객체 색상 변경(CDChangeColor : ccc)
지정한 객체 색상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5) 멀티 트림(CDMutilTrim : cmt)
대상 객체를 선택하지 않아도 트림(자르기)을 할 수 있다.

6) 멀티 길이 합(CDSumlength : csl)
선택된 다중 객체의 길이 합을 구해 텍스트로 표현이 가능하다.
합을 나타낼 텍스트 레이어, 색상, 문자유형, 문자크기를 변경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7) 폰트 복원(CDReCoverFont : crf)
문자 스타일을 쉐이프 글꼴(shx) / 큰 글꼴(whgtxt.shx)로 한번에 정리할 수 있다.

8) 폴리선 방향 표시(CDArrowLine : cdal)
폴리선에 방향 표시 화살표를 표시하거나 그 화살표를 전환할 수 있다.

9) 좌표로 객체 그리기(CDEntityCoord : cei)
Excel 좌표 값을 이용하여 AutoCAD 에서 폴리선과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10) 엑셀로 좌표 보내기(CDExtractCoord : cee)


Excel 로 내보낼 폴리선 좌표를 선택(마우스 드래그 선택 가능)한다.



선택과 동시에 폴리선 좌표는 Excel 출력 및 클립보드 복사가 된다.



새로운 통합문서 Excel 파일로 출력된 것을 확인 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클립보드 붙여 넣기(CTRL+V)를 통해 AutoCAD 객체(여러 줄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